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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사용하여 리눅스 가상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wordpress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WS는 아마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

며 가상 컴퓨터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 Lightsail을 사용하여 리눅스 가상서버와 Wordpress 서버를 구현한다. Amazon Lightsail은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 가장 쉽게 사용가능하다. 본 논문을 통해 보다 리눅스 및 서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자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활성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활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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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AWS는 Amazon Web Service의 약자이며 아마존 회사에서 제공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며 가상 컴퓨터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리소스 사용량을 확장 및 축소 가능하다 [1].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자는 복잡한 인프라를 구매하거나 관리할 필요없이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관리한다 

[2]. 이중 AWS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다. 저렴한 종량 과금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데이터센터운영 및 유지관리에 비용투자가 불필요

하다. 광범위한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별로 

성능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3].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AWS 를 사용하여 리눅스 가상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wordpress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AWS설치 과정은 AW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참고

하였다 [4][5]. 설치를 위해서는 AWS에 가입하여 AWS 계정을 

생성한다. 그림1은 AWS 계정 생성 페이지이다.

Fig. 1. AWS sign up page

AWS 계정을 생성한 후 Amazon Lightsail 홈페이지의 인스턴스 

탭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클릭한다. 그림2는 aws 계정으로 로그인 

후 접속한 Amazon lightsail 홈페이지의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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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mazon Lightsail

인스턴스 생성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하여 인스턴스 위치와 인스턴

스 이미지를 선택 할 수 있다. 그림3은 인스턴스 생성을 처음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Fig. 3. create instance

인스턴스 생성을 위해 인스턴스 위치와 인스턴스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는 블루프린트를 선택한다. 그림4에서처럼 블루프린트 선택은 

앱+OS로 필요한 앱까지 함께 설치하는 방법과 OS만 선택하고 설치하

는 2가지 방법이 있다.

Fig. 4. select blueprint

인스턴스 생성을 위한 설정을 완료 후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한다. 

인스턴스의 이름은 사용하는 다른 인스턴스들과 다른 이름이여야 

하며 2글자 이상이여야 한다. 이름을 입력 후 인스턴스 생성을 선택하

면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Fig. 5. instance name

그림6은 생성이 완료된 모습이다. 인스턴스를 처음 생성하면 그림6

에서처럼 대기 중이라고 표시되며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가능한 상태가 된다.

Fig. 6. instance

인스턴스 선택에서 WordPress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AWS를 이용

하여 WordPress 웹페이지를 생성 할 수 있다.

Fig. 7. instance

III. Conclusions

AWS는 쉽게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며 AWS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튜토리얼을 제공하여 쉽게 다양한 구현이 가능하

다. 본 논문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한 기초적인 리눅스 서버와 

워드프레스 서버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향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IoT 및 AI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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